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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y which correlation the pluralistic phenomenon in text is functioned
in comparison with hair style and fashion in collection. As a result, the pluralistic image in text, which was shown in mod-
ern fashion, was indicated to be pluralistic phenomenon by gender, T.P.O, coordination, and material. The pluralistic image
in text for hair style can be known to have been indicated to be the pluralistic phenomenon in text for gender and to be
the pluralistic phenomenon in text according to material and cultural category. As for a method of this study, it did put
limitation on the part that is shown in the fashion collection from 2001 to 2007, analyzed hair-style features centering on
photos, which were extracted from style.com, the online site of specializing in fashion, and carried out a literature research
side by side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intertextuality. The analysis in work according to the pluralistic phe-
nomenon in text made it possible for looking at with a new sight differently from the recognition in the past, and opened
the potentiality for being able to understand lots of strange representations, which have been impossible so far. The pro-
cess of imitating and reconstructing each text according to compositional principle led to possibly knowing the necessity
of an artist's ability that can implement the originativ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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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과 이용이 보

편화면서 초고속망 구축과 멀티미디어 실용화로 인해 세계를

이웃 마을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멀티미디어 정보의 교

환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해주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로의 전이(轉移)현상은 각 문

화간의 경계가 와해되거나, 각 문화간의 교류로 인해 새로운 문

화가 형성되면서 다문화시대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

원화 현상은 혼성모방, 퓨전, Cross-Over 등의 현상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예술 분야 전반은 물론 사회 생활 전반에 상호간의

텍스트가 와해되고 교차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원

화 현상은 후기산업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가치와 생

활양식 즉, 문화적 현상인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의 일환으로 역

사적, 철학적 접근 뿐 아니라 건축이나, 문학을 중심으로 논의

고찰되어 왔으며 복식 디자인영역과 헤어스타일 등 다양한 영

역으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해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패션 분야의 상호텍스트성 연구는 크게

패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상호텍

스트성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연주(1995), 윤소

정(1996), 김주연(1998), 원선영(2000)은 해체주의적 표현 방식

에 접근하여 의상으로 제작하였으며 김지연(1996)과 김혜정

(1997)은 해체주의적 표현 특성을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

텍스트성, DisDe의 탈현상으로 나누어 건축과 패션을 비교 분

석하였다.

메이크업과 관련해서는 김정화(2002), 김현미(2002), 박은경

(2005), 김민진(2005)의 연구에서는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퇴폐성, 양성성, 유희성, 역사성으로 분류하

여 연구하였으며 상호텍스트성의 의미를 양성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복식과 함께 개성과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텍스트의 다원화 특성을 권미윤, 고성현,

(2004), 조미영(1999)은 21세기 이전의 헤어스타일에 보여진 해

체적 특성에 관해 성(性)과 민족주의, 기존 방식의 해체로 분류

하였다. 또한 김혜영, 김묘영(2003)은 탈고정적 성표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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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해체를 연구,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텍스

트의 다원화 관점에서 헤어스타일을 연구한 연구들은 주로 해

체이론과 접목하여 성, 민족주의, 하위문화의 해체로 분류하는

데 그쳤으며, 연구 자료가 잡지나 웹 사이트 등으로 체계적인

면이 다소 부족해 일관된 자료를 가직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2000년 들어 트랜드를 제시하는 컬렉션에서의 헤

어스타일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

이다. 그러므로 2001년 이후 세계 주요 컬렉션에서 보여진 헤

어스타일을 현대의 예술사조인 해체주의의 일환인 텍스트의 다

원화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텍스트성의 이론적 접근을 통

하여 최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헤어스타일이

창조성과 예술성을 표현하는 토탈 패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시

대의 예술 양식을 반영 하는 문화 영역임을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첫째, 20세기 후반의 사회문화 전

반에 영향을 끼치는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이 21세기에 접어들

면서 헤어스타일에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의 시점을 2001년에서 2007년으로 한정지었다. 둘째, 헤어

스타일에 있어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의 표현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그 자료를 2001년에서 2007년까지의 패션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부분으로 제한하여 패션 전문 온라인 사이트인

style.com에서 발췌한 사진을 중심으로 하여 헤어스타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문헌연구

를 병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텍스트의 다원화(Inter-Textuality)의 개념 및 형성배경

Michael and Judith(1990)에 의하면 텍스트의 다원화란 상호

텍스트성을 의미하며 여기서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를 두고

서로 인용하고 차용한다는 뜻을 가진 용어로 과거나 미래의 모

든 담론들과 상호 의존하는 텍스트의 성질을 말한다. 1960년대

에 Julia Kristeva(1941)는 상호텍스트성을 하나의 용어로 정착

시켰으며 Merriam Webster(1995)에는 어떠한 새로운 문학 텍

스트들도 곧 텍스트들의 교차(intersection)라는 생각을 표현하

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그것들은 변형된 과거의

텍스트들을 흡수하였고, 또한 미래의 텍스트들에 의해 흡수되

고 변형되리라는 것이다. 이 용어는 다른 문학 이론가들에 의

해 다른 방식으로 응용되었다.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텍스트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러

한 인식은 Derrida(1967)에 의하여 범텍스트성의 개념으로 발

전을 하게 되었다. 김도남(2003)에 의하면 Derrida는 텍스트들

이 서로 연관관계에 있다는 생각에서 일층 더 나아가 텍스트들

이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연결들이 의미를 드

러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하나의 텍스트는 그 자체로

서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에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텍스트들은 그물과

같이 서로 연결된 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의 텍스트는 그

그물의 한 교차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는 다른 텍스

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후 좌우로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텍스트들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진 텍스트는 텍

스트로서 존재할 수 없다. 한 텍스트가 그물의 한 교차점에 비

유되는 것은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

어진 것으로 다른 텍스트와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조말희(1997)는 Derrida의 해체이론에 의하면 세계는 하나의

텍스트이므로, 자율적인 존재는 불가능하며 여기서는 텍스트는

서로 교차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므

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

을 넓혀 나간다. 결국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텍스트내에 하나의 원천적인 중심 개념

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언술

행위의 형태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 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

난다는 이론을 따르는 것이다.

Hernz(199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

대개 하나 이상의 문장을 포괄하는, 서사적으로 고착된 언어단

위”라고 되어져있으며, 조성민(2003)에 의하면 일반적 언어학

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텍스트는 하나의 기호들의 표시

(signifier)이고, 이 텍스트에 의해 부여된 대상은 기호에 대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고 하였다. 

Andrew(1997)에 의하면 즉 상호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어진

텍스트안에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포토몽타주(photomontage)

처럼 ‘하나 다음에 또 다른 하나’를 단순히 배치함으로써 병렬

적인 작품을 구성하여 축적시키는 수학적 수열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 불가능하며 상호 언

급, 병행인용, 자율적 병행 의 불가능을 의미한다.

여기서 텍스트는 무한히 확장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 혹은 보충이라는 개념과 함께 작용하여 ‘영역’해체의 근

거가 되고 있다. 이는 다른 상황, 다른 영역으로의 이식이자 산

종으로의 번역으로 모든 분야에서는 텍스트가 존재하며, 이들

은 영역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2.2. 패션에서의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

현대 사회의 다원화 현상은 디자인 영역 뿐 아니라 패션 영

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영역과의 융합과 분열이 능

동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형태의 스타일을 창조해내고 있다.

Vivieene(1941)는 “나는 비정통적인 뭔가를 만들기 위해 전

통적인 것을 이용한다. 패션 디자인은 거의 수학과 같아서 시

대에 적합한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서로로부터 더하고 빼야

한다는 개념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함으로써 텍스트 다원화의

필요성을 예시하였다. 

패션에 있어 텍스트란 용어의 사용은 의복을 하나의 텍스트

로 보고 기호학의 대상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서, 패션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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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기호체계로 스스로의 역사를 가지게 됨에 따라 패션 텍

스트 자체를 인용하거나 특정한 표현방식을 근거로 삼는 경향

으로 볼 수 있다. 진경옥(2001)은 패션에 있어서의 텍스트란

작게는 스타일, 이미지, 아이템, 소재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패

션 텍스트 안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어는 한 텍스트가 다른 텍

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계를 뜻한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 현상으로 표현되는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은 현대 복식에서 양식적 특징이 보이지 않을 정도

로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패

션의 범주 안에서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에서 시작되어 21

세기에 접어 들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타영역과의 서로 상호

관련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어떠한 영역이나 개

념을 초월한 다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패션에서의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은 성의 혼합으로 남녀 이

분법적인 사고방식의 해체와, 시간·공간·목적을 상호 인용

하는 믹싱모드(Mixing mode)라고도 할 수 있는 T.P.O.에 적합

한 착장법의 해체, 소재의 혼용, 타 영역과의 자유로운 혼합과

대비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상호텍스트를 병행 인용함으로써

기존 사회 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 방법을 무너뜨리고 이

성적 합리적인 면보다는 감각적 자극과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

함으로써 타자를 수용하는 열린 사고를 제기하는 것이다.

첫째, 성(Gender)에 의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은 남성과 여

성의 성역할이 모호해지면서 나타난다. Richmond(1979)에 의

하면 성역할이란 특정 성별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행해

야 하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일련의 기대이며, 이러한 기

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사회에서

명백히 표명될 수도 있고 모호하게 암시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표현 방법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이 아

닌 인간 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써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하는

유니섹스룩(Unisex Look), 성적으로 모호한 성별 특성을 전달하

는 앤드로지너스룩(Androgynous Look), 젠더리스 룩(Genderless

Look)내지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던지 혼성된 복식을 착용함으

로 표현하며 이는 듀얼리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에 관계없이 용도의 구분을 모

호하게 하고 상대의 T.P.O.를 수용하는 것으로의 텍스트의 다

원화 현상이 있다.

이는 믹싱모드(mixing mode)라고 할 수 있으며, 속옷의 겉옷

화, 스포츠웨어의 일상화, 낮과 밤의 혼동으로 활동복과 잠옷,

작업복과 일상복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계절에 따른 의복의 규

범이 무시되고 있다.

셋째, 코디네이션의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으로 기존에 얽매

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로맨틱한 의상과 스포티한 의상처럼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의 결합, 리조트 웨어와 비즈니스 웨어처럼 입

는 목적이 다른 결합, 겉옷과 속옷의 결합처럼 용도가 다른 결

합 등 이미지목적용도가 다른 아이템이 상호 인용되어 부조화

에서 다양한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상반되는 결합

으로 줄무늬, 꽃무늬, dot 등 전혀 다른 패턴을 결합시키기도

하고, 전혀 match가 되지 않는 색채, 소재를 결합시키기도 한다.

넷째, 소재의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소재개발과 사고의 변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소재 사용에 있어서 다양해지고, 안감으로 겉옷을 만들

거나 겉옷 전체가 시스루(see-through)한 기존의 상식적인 소재

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조진애 외, 2001)은 소재를 결합할

때도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고급 소재와 값싼 소재의 결합, 하

드한 소재와 소프트한 소재의 결합, 원시 소재와 하이테크 소재

를 결합하여 극단적인 대비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Fig. 1는 Christian Dior의 2003 SS Couture Collection에서

의 작품으로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성적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성(gender)에 의한 상호텍스트로써 양성성의 인간상

을 패션에 표현한 것이다. 혼성된 복식을 착용함으로 표현하며

이는 듀얼리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Fig. 2는 Comme des Garons의 2000 SS Collection에서의

작품으로 이는 속에 입어야 하는 란제리를 겉으로 노출시킴으

로써 겉과 안의 텍스트를 섞음으로써 속옷은 반드시 겉옷 안에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에

Fig. 1. Christian Dior Fig. 2. Comme des Garons 2003 SS 

Couture Collection 2000 SS 

Collection 

Fig. 3. Viktor & Rolf Fig. 4. Jean Paul Gaultier 2005 FW 

Collection 2003 SS Coutur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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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용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T.P.O.의 상호텍스트성

이다.

Fig. 3은 Viktor & Rolf의 2005 FW Collection의 작품으로

패션과 패션 영역 밖의 다른 사물들을 결합으로 새로움을 보여

주며 이는 용도와 사용 목적이 전혀 다른 이미지의 결합이 상

호 인용됨으로써 부조화에서 다양한 양식을 보여준다.

Fig. 4은 Jean Paul Gaultier의 2003 SS Couture Collection

에서는 페미닌한 디자인의 정쟁에 하이테크한 금속 소재를 이

용하여 제작하여 선보임으로써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

는 작품이다.

3.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이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여 텍스트 내에 하나의 원천적

인 중심 개념이란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

한히 확장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 혹은 보충이라

는 개념과 함께 작용하여 ‘영역’해체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패션에서의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은 성

(gender), T.P.O, 코디네이션, 소재에 의한 다원화 현상이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컬렉션에서의 헤

어스타일에 나타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의 특성은 성, 소

재, 문화적 범주에 의한 텍스트의 다변화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3.1. 성(gender)에 의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

성의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은 전통적으로 간주되는 성의 이

미지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성에 대한 사회적 상

징성과 성 정체성의 정의로부터 해체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컬

렉션에서는 여성의 이미지가 남성적 이미지와 중성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양성적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화된 성의 이미지

구분이 아닌 서로 다른 성의 요소를 도입시켜 각각의 성을 해

체시킴으로써 단순히 헤어스타일의 개념을 뛰어 넘어 미를 가

꾸는 개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Fig. 5은 01 S/S Jean Paul Gaultier 컬렉션으로 모발의 반

은 땋아서 길게 늘어뜨리고 나머지 반쪽은 짧은 컷을 하여 한

이미지에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함께 연출하여 성의 해체를

보여줬다.

Fig. 6는 01 S/S Viktor & Rolf 컬렉션으로 여성의 모델들

이 슈트를 입고 남성 이미지의 짧은 컷을 하여 중성적인 여성

의 이미지를 보여 주어 성의 해체를 표현하였다. 

Fig. 7은 02 F/W John Galliano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일

로서 이는 양성의 이미지가 공유된 헤어스타일이다. 뒷머리는

짧게 컷트를 하고 옆 머리는 길게 길러 땋아 내려 남성의 이

미지와 여성의 이미지가 한 스타일에 같이 표현함으로써 양성

의 성에 대한 이분법적 해체를 표현하였다.

Fig. 8는 06 F/W Yohji Yamamoto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

일로서 양 옆머리를 남성과 같이 짧게 컷트하여 여성다운 이미

지를 버리고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 성에 의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줬다.

Fig. 9는 07 S/S Viktor & Rolf 컬렉션으로 뒷머리의 반쪽

은 남성처럼 짧은 숏 컷트머리를 하고 나머지 반쪽은 긴 퍼머

머리를 하여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공유해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한 스타일에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서 성의 양

성화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하나의 헤어스타일에 양성의

이미지를 공유시킴으로서 성 개념의 고정관념에 대한 해체현상

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은 07 S/S Comme des Garçons 컬렉션으로 뒷머리

는 남성의 상고 머리형을 하고 앞머리는 짧은 단발머리형태로

하여 양성의 이미지가 혼용되어 나타난 중성의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중성적 헤어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자체의 통합

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매니쉬하고 젠더리스한 이미지의 패션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Fig. 5. pring 2001 Ready-to-Wear Fig. 6. Spring 2001 Ready-to-Wear 

Jean Paul Gaultier - Runway Viktor & 

Rolf - Runway 

Fig. 7. Fall 2002 Ready-to-Wear Fig. 8. Fall 2006 Ready-to-Wear John 

Galliano - Details Yohji Yamamoto - 

Details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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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재에 의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

소재의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은 머리 장식과 모발이라는 소

재의 한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과거에 헤어장식에 사

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오브제를 병행 인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소품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여 전혀 다른 스타일을 만

들어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다. 컬

렉션에서는 모발 장식에 적합하지 않았던 풍선, 철사, 플라스

틱, 알미늄, 천, 신문 등 각종 오브제를 이용하여 텍스트가 갖

고 있는 고유의 속성들이 뒤바껴 형식이 없는 미완성적이고 우

연적인 형태로 나타난 스타일이 두드러졌다. 

Fig. 11은 02 S/S Comme des Garçons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일로서 스킨헤드를 한 두상위에 신문으로 덮어 몰형식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신문이라는 텍스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들의 뒤바뀌어 독특한 소재를 머리 장식에 사용함으로서

소재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였다. 

Fig. 12은 02 F/W John Galliano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

일로서 일본의 기모노 위에 두르는 허리띠인 오비를 머리 장식

품으로 활용하여 모발 장식에 활용되는 소재의 한계성과 착용

방법과 위치의 변화를 가져와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Fig. 13는 03 S/S John Galliano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일

로서 커다란 풍선을 머리 장식에 사용하였다. 이는 사용하지 않

는 대상을 모방하거나 다른 장르의 소품을 그대로 부착시킨 표

현 방법을 통해 표현세계를 확장 시킨 것이다. 

Fig. 14는 04 F/W Viktor & Rolf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

일로서 머리카락에 백콤을 넣어 아프로 스타일처럼 크게 부풀

리고 정수리에는 사슴의 뿔을 부착한 모습이다. 사슴의 뿔을 오

브제로 이용하여 장식을 함으로써 상상을 초월한 소재가 비현

실적인 동물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서 자연의 모든 소재가 오브

제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Fig. 15은 05 S/S John Galliano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일

로서 풍선을 머리 장식품으로 활용해 유희적인 이미지를 선보

여 머리 장식품의 소재에 대한 텍스트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Fig. 16은 06 F/W Christian Dior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

일로서 알미늄 소재로 손 모양을 만들어 모자의 형태를 지닌

장식품으로 이용하여 독특한 느낌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모자의

형태나 소재에 대한 상호텍스트성으로 헤어스타일의 표현방법

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미적 경계선을 허물고 서로 병행 인용함

Fig. 9. Spring 2007 Ready-to-Wear Fig. 10. Spring 2007 Ready-to-Wear 

Viktor & Rolf - Details Comme des 

Garons - Details

 Fig. 11. Spring 2002 Ready-to-Wear Fig. 12. Fall 2002 Ready-to-Wear 

Comme des Garons - Details John 

Galliano - Details 

    

Fig. 13. Spring 2003 Ready-to-Wear Fig. 14. Fall 2004 Ready-to-Wear 

John Galliano - Details Viktor & 

Rolf - Details

 Fig. 15. Spring 2005 Ready-to-Wear Fig. 16. Fall 2006 Couture John 

Galliano - Details Christian Dior -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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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3.3. 문화적 범주에 의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

문화적 범주에 의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은 과거의 양식과

현대의 양식이 결합하여 존재하하는 것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대표적 특

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감이나 장식 등을 이용하여 현대적이

고 개성적인 감각이 사용되어 표현세계를 확장하여 새롭게 표

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범주에 의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모방이나 인용을 통한 장르 파괴를 의미하며 현재

에 결합된 과거 양식은 과거의 정서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

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Fig. 17은 04 S/S Christian Dior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일

로서 장신구를 이용하여 이집트 느낌을 현대적 미적 감각으로

확실히 표현하였다. 투탕카멘의 미이라 얼굴에 씌워졌던 황금

마스크를 재현 한 모습으로 청동을 이용한 새의 부리를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고 흑색 가발을 크라운 부위에 붙이고 볼륨을

강조하였으며 수염을 깍고 인조 수염을 달아 이집트풍의 이미

지를 재현하였다. 이집트인은 왕권의 상징을 위해 뱀 머리 모

양의 왕관 장식을 하고 검정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녔는데

이를 현대적 느낌으로 재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Fig. 18는 05 S/S Jean Paul Gaultier 컬렉션으로 70년대의

펑크 스타일 머리형태와 레게 스타일을 두상의 반반씩 나누어

시술한 모습과 두상을 따라 여러가닥으로 나누어 70년대의 레

게 스타일을 하고 나머지는 시뇽의 형태로 틀어 올려 전혀 다

른 시대의 디자인 형태의 결합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Fig. 19는 05 F/W Alexander McQueen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일로서 1960년대 부판트 스타일과 복고적 의상과 함께 선

보여 재키 케네디(Jackie Kennedy)의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부

판트 스타일은 머리에 백콤(back coming)을 하여 과도하게 부

풀리고 앞 머리는 뒤로 빗어 넘겨진 스타일로서 머리 길이에

상관없이 유행되었다.

Fig. 20은 03 F/W Alexander McQueen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일로서 긴 모발을 둥글게 모아 또아리를 틀어 정수리 부분

에 고정한 블루 몽족의 고계형식과 유사하지만 둥글게 모아진

머리 주변에 몇가닥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려 동양적 이미지를

재현하여 색다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Fig. 21은 05 S/S Christian Dior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일

로서 이는 1770년대 마리 앙뜨와네뜨 시대의 푸프(Pouf)스타일

형태를 현대의 이미지로 새롭게 선보였다. 1960년 후반 이후

귀족사회의 여성들은 자기 과시를 위하여 최대한 부풀려 머리

의 높이를 최대한 웅장하게 높이고 높은 머리에 레이스와 깃털

등을 이용한 갖가지 장식을 하여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Christian Dior의 컬렉션에 보여진 이 스타일에서는 보석을 이

용하여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였다.

Fig. 22은 06 S/S Comme des Garçons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타일로서 이는 17세기에서 19세기가지 지속적으로 나타난 소

세지 컬(sausage curl)을 철 소재를 이용한 왕관과 함께 보여졌

다. 소세지 컬은 19세기 왕정복고시대인 로맨틱 시대의 여성들

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 스타일로서 이 시기에는 양쪽머리에 컬

을 형성하고 뒷머리는 시뇽 스타일(chignon style)로 정리하는

Fig. 17. Spring 2004 Couture Fig. 18. Spring 2005 Couture 

Christian Dior - Details Jean Paul 

Gaultier - Details 

Fig. 19. Fall 2005 Ready-to-Wear Fig. 20. Fall 2003 Ready-to-Wear 

Alexander McQueen - Details 

Alexander McQueen - Details 

    

Fig. 21. Spring 2005 Couture Fig. 22. pring 2006 Ready-to-Wear 

Christian Dior - Details Comme des 

Garons -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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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소세지 컬을 어깨선보다 짧게 연

출하였다. 만약 소세지 컬을 길게 연출 할 경우에는 부분적인

머리만 이용하였다. 이 컬렉션에서 보여진 소세지 컬은 긴 헤

어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같은 컬의 모양을 이루어 과거와 다

른 새로운 스타일로 변형하여 재현하였다.

4. 결 론

현대 패션에 나타난 텍스트의 다원화 이미지로는 성(gender),

T.P.O, 코디네이션, 소재에 의한 다원화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에서 텍스트의 다원화 이미지로는 성(gender)의 텍

스트의 다원화 현상과 소재, 문화적 범주에 따른 텍스트의 다

원화 현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에서 성(gender)에 의한 텍스트

의 다원화 현상의 이미지로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가 공존하

거나 중성적 이미지를 보이는 스타일이 나타났다. 이러한 스타

일은 성의 구분이 모호해진 이미지로 나타난 스타일로서 텍스

트의 다원화 현상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에서 소재에 의한 텍스트의 다

원화 현상의 이미지로는 모발 장식에 적합하지 않았던 각종 오

브제를 이용하여 텍스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들이 뒤바껴

형식이 없는 미완성적이고 우연적인 형태로 나타난 스타일이

두드러졌다. 이는 머리 장식과 모발이라는 소재의 한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과거에 헤어장식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

한 오브제를 병행 인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소품을 있

는 그대로 이용하여 전혀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 고정관념을 파

괴하고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다.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에서 문화적 범주에 의한 텍스

트의 다원화 현상의 이미지로는 과거의 양식과 현대의 양식이

결합하여 존재하였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헤어스

타일이 재등장하여 전체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대표적 특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감이나 장식 등을 이용하여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감각이 사용되어 표현세계를 확장하여 새

롭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스타일을 재현한 헤어스타일

은 헤어스타일의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에 대한 모방이나 인

용을 통한 장르의 파괴를 의미한다. 또한 과거의 이미지를 현

대 또는 미래로 재조명한 이중적 개념으로 표현되며 현재에 결

합된 과거 양식은 과거의 정서나 의미가 아닌 다른 새로운 의

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과거의 모습이나 이미지 그대로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에 의한 작품의 분석은 과거의 인식과

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이제까지 불

가능하였던 많은 낯선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또한 상호텍스트성은 한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

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됨으로서 모든 텍스트들이 이전의

텍스트를 재조합 시킨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을 상실한 작품으

로 나타날 수 도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은 구성원

리에 따른 각각의 텍스트를 모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작가의 능력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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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연(差延 differance)은 데리다의 신조어로 해체이론의 가장 핵심적

인 개념적 용어라할 수 있다. 불어 낱말로서 ‘다르다(to differ)’

라고 하는 동사와 ‘지연하다(to defer)’라 하는 동사를 합친 하나



현대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텍스트의 다원화 현상에 관한 연구 - 컬렉션을 중심으로 - 941

의 용어로서 차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다르다(to differ)’라는 의미로 본성이나 질, 형태에 있어서 같지

않거나 닮지 않는다. 둘째, 흩뿌리다, 마지막으로 연기하다, 늦

추다, 미루다는 의미를 지닌다. 처음 두 의미는 공간적 구분임

에 비해 세 번째 의미는 시간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리킨다. 즉,

차연은 텍스트 내에서의 공간의 개념인 차이(difference)와 시간

의 개념인 연기(differance)에 의해 짜깁기 되어진 텍스트이며, 시

간적인 연기의 개념을 대기(temporation), 공간적인 개념의 차이

를 간격(l'espacement)으로 나타난다. 데리다가 언급한 차연에서

공간은 부동과 정지의 세계를 나타내고, 시간은 변화와 운동의

세계를 나타낸다. 현존이란 시간개념이지만 동시에 시간개념을

초월한다. 따라서 차연은 재현행위가 아닌 형태를 변화시킨 현대

로서의 과거이거나 미래가 아닌 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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